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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국내 외식 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 에 한 가맹본부의 계품질

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사후 지원서비스로 설정하고, 사후 지원서비스가 가맹 의 계품

질(신뢰, 만족, 몰입)과 경 성과(재무  성과, 비재무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포

인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제안된 모형을 검증하기 하여 서울  경기 지역의 외식 

랜차이즈 가맹  경 자 500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해 실증 분석

하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후 지원서비스 요인  제품범주  가격 요인 과 정

보제공  문제해결 능력 요인은 가맹 의 만족과 몰입에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물류지원과 슈퍼바이  지원 요인은 신뢰와 만족에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교육  훈련지원 요인은 가맹 의 신뢰와 몰입에만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매 진 요인은 신뢰 만족, 그리고 몰입 모두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계품질요인들 간의 계는 신뢰가 만족에 정 인 향을 미

치지만 몰입에는 직 으로 향을 미치지 못하고, 만족을 통해서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신뢰는 재무  성과에만 정 인 향을 미치고, 

만족과 몰입은 재무  성과와 비재무  성과 모두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요약과 시사 , 그리고 연구의 한계 과 향후 연구방향

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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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 유망사업이자 유통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내 랜차이즈 산업의 

2008년 말 추정 매출액은 약 77조원으로, 

명목 GDP(930조원) 비 8.3%의 규모로 

이  외식 랜차이즈 산업은 연간 20% 이

상의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면서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신규 참

여가 두드러지고, 창업 희망자들의 심과 

질타 속에 차 정화되는 양상이지만, 아직

까지는 끊이지 않는 본부와 가맹 간의 마

찰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김홍범, 이상건 2002). 

지식경제부와 한국 랜차이즈 회가 조

사한 국내 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2008, 

12) 결과에 따르면 외식 랜차이즈 산업의 

매출액은 2008년 추정 40조 1700억으로 

2005년(24조 700억) 비 66.9% 증가하

고, 가맹본부의 수는 2008년 재 1,523개

로 2005년(1,194개) 비 27.55% 증가했으

며, 랜차이즈 가맹 수는 2008년 재 

13만 1193개로 2005년(14만1992개)에 비해 

7.6% 감소하 다. 이러한 양  팽창과 더

불어 국내 외식 랜차이즈들이 평균 31.1%

라는 높은 폐업률을 기록하며 사라지고 있

는데(박재호 2002), 이는 조직 이고 합리

이지 못한 경 , 본부와 가맹 간의 계약 

불이행, 부실한 자 력, 외식 가맹  운 에 

한 문 인력의 부족, 단순한 경험만으로 

책임감 없는 숫자 늘이기 식의 가맹  확

장, 매 상품의 식자재 공 을 한 공장 

미비, 지속 인 메뉴개발  매뉴얼 부족, 

직원의 교육훈련 부족과 같은 문제 들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김성은 

2000; 외식산업연감 2006).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외식 랜차

이즈 가맹본부는 자사의 성공 인 경로 리

를 해 가맹 과의 장기 이고 호의 인 

계를 형성하는 것이 새로운 도 과제가 

되고 있다. 본부는 상품공 , 물류지원, 교

육지도, 공동 매 진 등과 같은 기본 인 

경 지원 외에도 가맹 과의 계품질을 높

이기 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궁극 으로 

재계약시 에서 기존 가맹 의 이탈을 방지

하고, 가맹 과의 지속 인 계를 유지할 

수 있는 략수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본

부와 가맹 과의 지속 인 계가 유지된다

면, 가맹 은 가맹본부의 랜드 이미지, 기

술 노하우, 시장정보를 지속 으로 활용함

으로써 운 비용을 감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정보탐색 활동과 선택 안의 폭을 

여 의사결정을 보다 효율 으로 할 수 있

고, 안선택과 련된 지각된 험을 최소

화할 수 있다.  

한편 가맹본부는 가맹 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효익을 통해 가맹 을 만족시키고 

지속 인 교환을 유도하여 충성도를 향상시

킬 수 있다. 결과 으로 본부와 가맹 간의 

지속 인 상호거래를 통해 본부  가맹  

모두는 사업운 상의 비용 감이 가능하여 

장기 으로 경 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 그

러나 랜차이즈시스템의 구조 인 모순과 

비합리 인 경 리 하에서, 부실 체인에 

의한 가맹 의 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

고 있으며, 해외 도입 랜드와 일부 기업 

형 자생 랜드를 제외하고, 부분이 선진

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 외식기업의 세계

화와 경쟁력 제고를 해 본부와 가맹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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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 인 상호 력 인 교환시스템 구

축과 이를 한 다각 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Doutt(1984), Stern& El-Ansary (1992)는 

랜차이즈 가맹 의 성과  만족에 향

을 미치는 본부에 한 특성을 지원이라 정

의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 들에게 제공하는 서비

스는 크게 개  에 지원하는 사  지원서

비스( 기서비스)와 개  후에 지속 으로 

지원하는 사후 지원서비스(지속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Stern and El-Ansary 1992; 

Coughlan, Anderson, Stern and El-Ansary 

2001; 김종훈 2007). 사  지원서비스에는 

시장조사  입지선정, 포설계디자인  

배치, 포임 지원, 융지원, 운 지도, 경

자훈련, 가맹 의 종업원교육 등이 포함

되며, 사후 지원서비스에는 장의 지도 감

독, 상품구색, 경 자  종업원재교육, 품

질검사, 고, 앙집권화 된 기획, 시장정

보와 지도, 감사와 장부기록, 경 보고서, 

보험기획 등이 포함되고, 가맹 의 업성

과를 향상시키기 하여 이와 같은 업지

원을 하여야 한다고 지 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지원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마  믹스를 심으로 진행되어져 

왔다(Lewis and Lambert 1991; Innis and 

LaLonde 1994; Yabas and Habib 1987; 

Hunt and Nevin 1976; Stock and Lambert 

1986). 반면에 사후 지원서비스 요인에 

한 요성과 범   그 결과에 한 포

인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거

래주체간의 장기  계를 구축하기 해 

사후 지원 서비스 요인이 필요하며, 어떠한 

인과구조가 형성되는지를 심으로 구체

이고, 체계 인 근이 요구되고 있다.

지 까지 학계에서는 산업재시장과 경로

리에서 Dwyer, Schurr and Oh (1987)의 

동반자 , 력  계에 을 둔 계마

 이 강한 이론  토 를 구축하고 

지배 인 이론으로 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Crosby, Evans and Cowles 1990; Berry 

1995; Dorsch, Swanson, and Kelley 1998). 

본부와 가맹 과의 단기  계가 형성되면 

새로운 거래처의 확보를 한 략수행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장기  계가 형

성되면 환비용의 증 로 상호의존 계가 

형성되므로(Wulf, Gaby and Dawn 2001; 

Berry 1995; Morgan and Hunt1994)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가맹본부 지원에 의한 

계효익은 장기  계지속에 필수 인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특히, 가맹 의 가맹본부

에 한 계만족은 랜차이즈 사업성공의 

요한 결정요인이며(Anderson and Sullivan 

1993), 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계마

 패러다임을 개하는데 있어서 요한 

연구단서가 된다(Abdul-Muhmin 2005). 그

러나 사회교환이론(Thibaut and Kelley 

1959)에 의하면, 만족만으로 교환당사자간

의 계의 지속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구매자가 불만족하 다 해서 

모든 계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며, 계지

속의 여부는 교환의 성과에 한 평가결과

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만족뿐만 아니라 

신뢰, 만족, 그리고 몰입과 같은 다차원으로 

구성된 계품질이란 개념(Bauer, Grether, 

and Leach 2002; Wulf et al. 2001; Smith 

1998)을 도입하여 경 성과의 인과 계를 

규명함으로써 계결속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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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외식 랜차이

즈 시스템에서 가맹 에 한 가맹본부의 

계품질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사후 지

원서비스로 설정하고, 이러한 사후 지원서

비스 요인이 가맹 주가 운 하면서 지각하

는 계품질(신뢰, 만족, 몰입)과 경 성과

(재무  성과, 비재무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포 인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한, 본 연구는 가맹본부의 사후지원 이

후에 나타나는 신뢰, 만족, 몰입, 재무  성

과  비재무  성과 간의 계를 규명하여 

랜차이즈 사업이 앞의 이익보다는 장기

인 비 에 비 을 두고, 가맹본부와 가맹 간 

공동사업자 계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상호 

공존공생(共存共生-symbiotic relationship)할 

수 있는 계의 재정립에 한 방향을 제시

함으로써 가맹본부의 가맹 에 한 효율

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

가 있다.

Ⅱ. 이론  배경

1. 사후(事後) 지원서비스

외식 랜차이즈 시스템은 본부가 가맹

에게 각종 지원(support)을 제공함으로써 

가맹 의 사업 험을 여주고, 가맹  확

보를 통한 체 시스템의 빠른 성장을 가능

하게 한다는 이 독특한 경쟁력의 기반이

다(김종훈 2007). 한 가맹본부가 교육, 훈

련, 매, 경  등 사업 반에 걸쳐 운 상 

필요한 지도나 지원을 가맹 에게 제공함으

로써 그 계가 유지된다(Hunt and Nevin 

1976). 즉, 가맹본부는 가맹 에게 상호 

는 상표의 사용권 권한을 주며 업 반에 

한 지도를 하고 업에 한 일정한 통제

를 하는 것이며 가맹 은 이를 통해 가맹

운 에 필요한 필수 업 략을 얻게 되며 

지속 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다(Altinay 2006; 

Watson, Stanworth, Healeas, Purdy, and 

Stanworth 2005). 가맹 은 가맹본부의 이

러한 격 인 지원을 바탕으로 개 하여 

상호 신뢰와 계만족을 쌓아가게 된다.

랜차이즈 본부가 가맹 들에게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는 크게 기서비스와 지속서비

스로 구분할 수 있다(Stern and El-Ansary 

1992; Coughlan, Anderson, Stern and El-Ansary 

2001; 김종훈 2007). 기서비스는 가맹  

개  에 제공되는 사  지원 서비스로 시

장조사  입지선정, 포설계디자인  배

치, 포임 지원, 융지원, 운 지도, 경

자훈련, 가맹 의 종업원교육 등이 포함되

며, 지속 서비스는 가맹  개  후에 계속

으로 제공되는 사후 지원서비스로 장의 

지도 감독, 상품구색, 경 자  종업원재교

육, 품질검사, 고, 앙집권화 된 기획, 시

장정보와 지도, 감사와 장부기록, 경 보고

서, 보험기획 등이 포함되고 가맹 의 업

성과를 향상시키기 하여 이와 같은 업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지 하고 있다.

이처럼 랜차이즈 본부의 지원은 가맹

본부와 가맹  사이에 강력하고 지속 인 

계유지에 필요한 요인이며, 궁극 으로 

가맹 과의 장기 인 거래 계를 유지하기 

한 필수 조건이다(Dwyer et al. 1987; 

Ganesan 1994; 김상  1997; 오세조, 김상

덕, 조 식, 강보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식 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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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사후지원서비스 개념을 선행연

구들의 정의를 참고하여, 가맹본부가 가맹

에게 장기 인 수 에서 가맹 의 기 를 

만족시킬 목 으로 계속 으로 연결하여 지

원하는 조직화된 시스템이라 정의한다.

2. 계품질

계품질은 거래주체간의 계의 강도에 

한 반 인 평가로 정의된다(Garbarino 

and Johnson 1999; Monroy and Alzola 2005).

선행연구는 조직 간 계의 질을 형성하

는 표 인 구성요인으로 신뢰와 결속을 

강조하고 있으며(Ganesan 1994; Morgan 

and Hunt 1994), 신뢰와 만족이라는 최소한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다차원 개념으로 

간주하여 왔다(Crosby, Evans, and Cowles 

1990; Parsons 2000; Shamdasari and 

Balakrishnan 2000). 한편, 계품질 차원으

로 만족과 신뢰 외에 계몰입을 포함하여 

계의 질과 련된 성과변수로 보는 연구

도 있으며(Wulf et al. 2001; 김상덕, 오세조 

2007; 김정희 2006), 특히 Smith (1998)는 

계품질이 계에 한 신뢰와 만족하는 

정도 그리고 지속 으로 몰입하는 정도로 

구성된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Smith (1998)와 Wulf 

et al.(2001) 등의 에 따라, 계품질 차

원으로 만족, 신뢰, 몰입을 고려하는 바, 이

들 각 차원들은 개념 으로는 분명하지만, 

거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들 간에 분명

한 차원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하나

의 구성개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Crosby et al. 1990).

2.1 신뢰

신뢰는 상 방의 말이나 약속이 믿을 만

하고, 교환 계에서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믿음으로서 거래 상 방이 방 계에서 

력을 원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기 를 말한다(Morgan and Hunt 1994). 

한, 신뢰 는 미래에 상 방의 행동이 자기

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리라는 믿음이다

(Anderson and Weitz 1989). 그리고  신뢰

는 타인의 미래행동이 자신에게 호의 이거

나 는 최소한의 악의 이지 않을 가능성

에 한 기 와 믿음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Robinson 1996). Moorman, Zaltman, and 

Deshpande (1992)는 신뢰가 존재하기 해

서는 상 방에 한 믿음(belief)과 상 방에 

해 의존하고자 하는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하 다. 이

는 상 방에 한 믿음은 있지만, 상 방에

게 의존하고자 하는 행동의도가 없다면, 제

한된 신뢰에 불과하고 믿음 없이 의존만 하

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힘의 통제를 의미한

다. Anderson and Narus(1990)는 기업 간 

교환 계에서의 신뢰를 타 업체가 자신의 

회사에 정 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행 를 

수행할 것이라는 신념이라고 하 으며, 

Bradach and Eccles (1989)는 한 기업의 거

래 당사자가 기회주의  행 를 할지도 모

른다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기 감이라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를 가맹본부

와 가맹 , 즉 기업을 상으로 신뢰자와 

피신뢰자 간의 상호의존성 에서 교환상

자인 가맹본부의 말이나 약속이 믿을만하

고, 교환 계에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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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도로 정의한다.

2.2 만족

고객만족이론에 기 를 두어, 계에 

한 만족은 본부와 가맹 과의 계에 요

한 결과로 간주된다. 고객 만족은 상호작용

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반응에서 발생하

는 감정  상태로서(Crosby et al. 1990; 

Lagace, Dalstrom, and Grassenheimer 

1991), 고객의 경험과 련되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Lilijander and Stradvik 1995). 

한, 계만족은 본부와 가맹 과의 계

에 한 반 인 평가결과 생겨나는 가맹

의 정 인 감정 상태(Anderson and 

Narus 1990)를 의미한다. 즉, 계의 주체

인 본부  그 기업의 담당종업원의 활동과 

행 에 한 가맹   그 기업의 구매 담

당 종업원의 만족을 포함한다. 따라서 계

만족을 이성 인 결과와 반 되는 감정  

상태로 개념화한다. 특히, 거래특유  

에서의 만족보다는 계의  과정에 한 

된 효과로 나타나는 반  만족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맹  만족을 가

맹본부의 행 로부터 가맹 이 느끼는 반

인 만족으로 정의한다.

2.3 몰입

Dwyer et al.(1987)는 몰입을 교환당사자

들 간의 계지속성에 한 묵시  는 명

시  서약이라고 정의 하 으며, Anderson 

and Weitz(1992)는 조직 간의 계에서 장

기지향성을 설명하는 심개념으로 몰입의 

개념을 제시하 다. 즉 기업 간 계몰입의 

가장 요한 요소는 특정 기업 간 계를 

장기에 걸쳐 유지 발 시키려는 경향으로 

정의되는 계의 계속성이다.  기업 간 

계몰입의 핵심은 특정 기업 간의 가치 있는 

계를 유지하려는 지속 인 욕구이며

(Moorman et al. 1992), 기업 간의 사업성

과는 계몰입에 직 으로 향을 받는다

(Morgan and Hunt 1994). 그러므로 몰입은 

조직 내뿐만 아니라 조직 간 계, 특히 가

맹본부와 가맹  계에서 사용되는 일반

인 변수라 할 수 있다(Dwyer et al. 1987).

Seabright, Levinthal and Fichman (1992) 

은 몰입을 체 계를 배제하며 존 계

를 강화함으로써 거래 상 방들을 구속력 

있게 결속시키는 힘(force)이라고 정의하

다. 결국, 계에 한 몰입이 클수록 구성

원들로 하여  기회주의 성향의 억제와 단

기 인 거래에 의한 이익보다는 장기 인 

에서 거래를 하여 단기 인 이익을 희

생하더라도 상호 장기  이익을 시하는 

동반자  계를 형성하게 된다(조규호, 

달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랜차이즈 시스

템에서의 가맹본부와 가맹 간의 몰입을 조

직과 조직 간의 계에서의 몰입으로 보고, 

방 간의 가치 있는 계를 유지하려는 지

속 인 욕구로 정의한다.

3. 경 성과

경 성과는 조직의 목표달성도,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획득을 한 환경의 개척

능력, 변화하는 환경에 한 응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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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인 자원개발과 구성원의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조직능력, 기업의 생산성 

는 수익성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 하고 있

으며(김범종 1990), 유통경로 성과에서는 공

자와 딜러 간 계에 한 공 자의 목표

충족에 공헌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Gaski and Nevin 1985). 

과거 기업의 성과평가는 주로 재무 인 

성과의 평가에만 치우쳤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증 되고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더 

이상 재무 인 성과의 측정만으로는 기업의 

성과를 제 로 평가할 수 없게 되면서 차 

비재무 인 성과에 한 측정과 평가에 

심을 돌리게 되었다(김성 , 2003; 안운석, 

강선희, 오종철 2003). 정승환, 황미화(2003)

는 기업의 경 성과 측정차원을 크게 재무

 성과와 비재무  성과로 나 는데 재무

 경 성과 지표로는 시장 유율, 매출액

증가율, 비용통제, 운 이익, 공헌이익, 

흐름, 투자수익률 등과 련된 개념으로 사

용되고 있으며, 비재무  경 성과 지표로

는 신제품개발, 시장개척, 연구개발, 인력개

발 등과 련된 개념으로 사용 되고 있다고 

하 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재무  성과

지표는 단기성과 측정에 주로 사용되고, 비

재무  성과지표는 장기  성과를 측정하는

데 주로 이용되며(김 근 1996), 비재무  

성과는 그와 인과 계가 있는 재무  성과

와 연결되어야 한다(유종  2000).

재무  성과란 기업의 생존  수익성, 

장기 인 성장을 해 요 하게 고려해야 

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장 유율과 매

출액증가율, 순이익증가율 둥을 이용하여 

객 으로 측정 가능하고 신뢰성이 있는 

방법이다(추헌 1992). 그러므로 기업의 재무

 성과는 기업의 략 인 목표와 연결하

여 기업의 성과를 구체 으로 나타내고 균

형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재

무  성과란 재무 인 성과인 시장 유율, 

고객만족도, 품질, 생산성에 한 투자에 비

하여 단기 인 수익 향상에는 직 으로 

향을 주지 못하지만 장기 으로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여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안

운석 등 2003). 그러므로 기업의 비재무  

성과 측정이 요한 이유는 기업의 반

인 업무활동 자체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리자와 경 자가 이를 이용하여 효

과 인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 성과를 외식 

랜차이즈의 가맹본부와 가맹 간 계에 

한 가맹 의 목표충족에 공헌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재무  성과와 비재무  성과로 

나 어 측정하 다.

Ⅲ. 연구모형  연구가설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외식 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 에 한 가맹본부의 계품질에 향

을 미치는 변수를 사후 지원서비스로 설정

하고, 이들 사후 지원서비스 요인이 가맹

주가 운 하면서 느끼는 계품질(신뢰, 만

족, 몰입)과 경 성과(재무 , 비재무 )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그림 1>에서와 

같이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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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 가설의 설정

2.1 사후 지원서비스와 신뢰의 계

외식 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랜차이즈 

본부가 제공하는 지원 활동은 서로간의 신

뢰 계 구축을 해서 가장 요한 변수 

의 하나이다(김종훈 2007). Anderson and 

Weitz(1989), Chiou, Hsieh and Yang(2004), 

그리고 Dwyer and Chu(2000)의 연구결과

가 보여주는 것처럼 유통경로의 신뢰는 

트 가 제공하는 지원에 의해서 증가할 수 

있다. 랜차이즈본부의 지원활동은 바로 

가맹 의 신뢰 형성과정에 필요한 본부에 

한 단의 기 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Chiou et al., 2004). 즉, 본부의 효과 이고 

원활한 지원은 가맹 이 본부의 문성과 

능력에 한 신뢰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한, 본부의 지원은 본부가 가맹  편에서 

랜차이즈를 운 하고 있다는 믿음, 즉 가

맹 의 본부에 한 우호성 평가를 강화시

킬 것이다.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 들이 

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고, 서로의 역할을 

수하면 랜차이즈 시스템 구성원은 랜

차이즈 가맹 계에서 믿음을 가지며 신뢰

계를 유지하게 된다(Hing 1995). Johnson 

and Grayon(2005)의 연구에서도 업 사원

의 문 인 지식  경험은 신뢰도를 높여

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H1: 가맹본부의 사후 지원서비스 요인(H1-1: 

제품범주  가격, H1-2: 물류 지원, 

H1-3: 매 진  홍보지원, H1-4: 

정보제공  문제해결 능력, H1-5: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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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바이  지원, H1-6: 재교육  훈련 

지원)은 가맹 의 신뢰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2.2 사후 지원서비스와 만족의 계

Doutt(1984), Stern and El-Ansary 

(1992)는 랜차이즈 가맹 의 성과  만

족에 향을 미치는 본부에 한 특성을 지

원이라 정의했다. Lewis & Lambert(1991)

는 정보제공, 종업원의 교육  훈련, 고 

 진, 제품, 물류서비스 요인이 가맹 의 

성과 요소인 만족도의 결정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신창훈, 김을성, 김철민(1999)은 외식 

랜차이즈 가맹 을 상으로 안정된 상품

공 과 물류지원이 가맹  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하 다. 특히, 

외식 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본부가 변

화하는 환경에 맞게 가맹 의 사업 활동을 

지원 한다면 가맹 은 본부가 계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평가하여 본부에 

한 만족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Garbarino 

and Johnson 1999). 즉, 본부가 제공하는 

지원서비스에 해 가맹 이 우수하다고 평

가할수록 본부에 한 만족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H2: 가맹본부의 사후 지원서비스 요인(H2-1: 

제품범주  가격, H2-2: 물류 지원, 

H2-3: 매 진  홍보지원, H2-4: 

정보제공  문제해결 능력, H2-5: 슈

퍼바이  지원, H2-6: 재교육  훈련 

지원)은 가맹 의 만족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2.3 사후 지원서비스와 몰입의 계

김종훈(2007)은 랜차이즈 본부의 가맹

에 한 지원은 몰입을 증가 시킨다고 하

다. 사실상 랜차이즈시스템의 표 인 

본질  특성이 본부의 가맹 에 한 지원

이라는 에서 본부의 지원이 없다면 가맹

이 랜차이즈 계에 몰입할 이유가 없

다는 에서 본부지원의 가맹  몰입에 

한 효과는 무나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지원과 몰입의 계는 의존성(dependence)

의 개념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유통

경로구성원의 의존성은 자기의 목표달성을 

한 거래상 방과의 계유지의 필요성으

로 정의할 수 있다(Beier and Stern 1969; 

Frazier 1983; Kumar, Scheer, and Steenkamp 

1995). 의존성이 몰입에 정 인 향을 

다는 연구결과는 일반 인 유통분야의 문

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e.g., 권기 , 

김종우 2003; Andaleeb 1996; Goodman 

and Dion 2001; Kumar et al.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H3: 가맹본부의 사후 지원서비스 요인(H3-1: 

제품범주  가격, H3-2: 물류 지원, 

H3-3: 매 진  홍보지원, H3-4: 

정보제공  문제해결 능력, H3-5: 슈

퍼바이  지원, H3-6: 재교육  훈련 

지원)은 가맹 의 몰입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2.4. 계품질간의 계: 신뢰, 만족, 

몰입간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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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만족과의 계는 신뢰가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권승호 

2002; Anderson and Weitz 1989; Anderson 

and Narus 1990)와 만족이 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Bauer, Grether 

and Leach 2002; Garbarino and Johnson 

1999)로 선행요인이 서로 상이하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상 방에 한 신뢰는 재 

거래 계에 한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언 하 다(Doney and Cannon 

1997; Siguaw, Simpson and Baker 1998). 

따라서 본부에 한 가맹 의 신뢰가 높을

수록 력을 유발하고 갈등은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본부에 한 만족 수 은 높아진

다고 할 수 있다.

신뢰와 몰입과의 계에서 랜차이즈 

본부에 한 가맹 의 신뢰는 가맹 의 몰

입 성향을 증가시킬 것이다. 사실상 신뢰가 

몰입에 정 인 향을 다는 것에 해

서는 유통경로에 한 연구들이 거의 모두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Andaleeb 1996; 

Crosby et al. 1990; Geyskens, Steenkamp, 

and Kumar 1999; Morgan and Hunt 

1994). 특정의 교환 당사자가 계에 몰입

하는 이유 의 한 가지는 상 방과의 지속

인 계가 거래유지를 해 최 한 노력

할 만큼 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Morgan 

and Hunt 1994). 그러나 교환 계에 한 몰

입은 양 당사자에게 모두 취약성(vulnerability)

을 동반하며, 따라서 당사자들은 신뢰할만

한 상 만을 찾게 된다(Chiou et al. 2004). 

그러므로 교환 계의 유지를 한 몰입이 

있기 해서는 신뢰가 필수 이다(Doney 

and Cannon1997; Ganesan 1994).

만족과 몰입의 계에 해서 많은 선행

연구들은 계만족이 계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e.g., Abdul-Muhmin 

2005; Lewis and Lambert 1991; Ramaseshan, 

Yip and Pae 2006; Nuchai 1999). 특히 

Smith(1998)는 구매자와 매자간의 계연

구에서 만족이 몰입에 정 인 향을 주

는 것으로 입증 하 고, Hocutt(1988)의 연

구 결과에서도 만족이 계 해지 의도를 감

소시키고 몰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입증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토 로 신뢰, 만족, 몰입에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H4: 가맹본부에 한 가맹 의 신뢰는 가

맹 의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H5: 가맹본부에 한 가맹 의 신뢰는 가

맹 의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H6: 가맹본부에 한 가맹 의 만족은 가

맹 의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2.5 계품질과 경 성과간의 계: 신뢰, 

만족, 몰입과 재무 , 비재무  성과

간의 계

Dahlstrom and Nygaard(1995)는 시장 

환경에서 기업 간의 상호 신뢰는 인지된 성

과에 정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재유, 이용석(2004)은 

트 에 한 신뢰 정도가 높은 상황일 때 

경 성과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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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신뢰가 경 성과에 정 인 향

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반 로 랜차이

즈 시스템에 있어서 본부와 가맹 의 갈등 

수 이 높아지면 가맹 의 거래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제시되었다

(한상린 2004).

Cote and Latham(2006)은 기업 내 종사

원의 신뢰와 몰입은 기업의 무형 인 성과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

분석 하 으며, Peterson and Behfar(2003)도 

그룹 내 신뢰는 성과에 정 인 향을 미

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신뢰

와 만족이 증가한 공 사슬은 효과 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ss, Anderson and Weitz 1997; 

Anderson and Narus 1990; Anderson and 

Weitz 1989). 한편 Morrison(1997)은 가맹

의 계몰입은 가맹  경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 고, 배일

, 박세 (2005)은 가맹 이 지각하는 가맹

본부와의 계몰입 정도는 가맹 의 지각성

과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

정한다.

H7: 가맹본부에 한 가맹 의 신뢰는 가

맹 의 재무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8: 가맹본부에 한 가맹 의 신뢰는 가

맹 의 비재무  성과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H9: 가맹본부에 한 가맹 의 만족은 가

맹 의 재무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0: 가맹본부에 한 가맹 의 만족은 가

맹 의 비재무  성과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H11: 가맹본부에 한 가맹 의 몰입은 가

맹 의 재무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2: 가맹본부에 한 가맹 의 몰입은 가

맹 의 비재무  성과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 방법

1.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사후지원서비스 개념을 

가맹본부가 가맹 에게 장기 인 수 에서 

가맹 의 기 를 만족시킬 목 으로 계속

으로 연결하여 지원하는 조직화된 시스템이라 

정의한다. 측정항목은 Stern and El-Ansary 

(1992), Smith(1998), Schellhase, Hardock 

and Ohlwein(1999), 김종훈(2007)의 연구에

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을 수정, 용하여 제

품범주  가격 4항목(‘메뉴 다양성’, ‘본부 

공  물품의 가격’, ‘신 메뉴 개발 지원’, ‘본

부 공  물품의 품질’), 물류지원서비스 6항

목(‘본부의 배송체계’, ‘공  물품의 교환  

반품’, ‘배송일자 수’, ‘본부의 재고  

생 리’, ‘주문한 내용에 한 정확성’, ‘ 한 

주문에 신속한 처리’), 매 진  홍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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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비스 5항목(‘경쟁사와 차별화된 홍보활

동’, ‘본부 랜드 이미지 강화를 한 홍보

활동’, ‘본부의 홍보활동으로 인한 고객의 

증가’, ‘정기 인 매 진  홍보활동’, ‘지

역특성에 맞는   홍보활동’), 정보제

공  문제해결능력 5항목(‘신제품에 한 

정보제공’, ‘경쟁사에 한 정보제공  

처방안’, ‘비용 감을 한 정보 제공’, ‘가맹

의 문제  해결을 한 노력’, ‘법률 인: 

생, 노무 등 문제 발생 시 지원’), 슈퍼바

이  지원서비스 6항목(‘슈퍼바이  운 ’, 

‘슈퍼바이  방문주기’, ‘슈퍼바이 의 포 

자료 분석을 통한 지도’, ‘ 주의 제안에 

한 처리’, ‘ 포 운 상의 문제  체크  

처방안’, ‘ 포의 매출향상을 한 제안 

 지도’), 재교육  훈련지원서비스 4항목

(‘ 문가 견을 통한 조리교육’, ‘종업원 서

비스  생교육’, ‘체계 이고 계획성 있

는 교육시스템’, ‘세무  인력지원’의 6개의 

연구단 와 총 30개 항목으로 측정되었고, 

각 연구 단  별 측정 항목은 반 척도

(reflective scale)가 아닌 형성척도(formative 

scale)로 단순 평균한 값이 사용되었다.

계품질은 외식 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 과의 계의 강도에 한 가맹 의 

반 인 평가로 정의되며, Smith (1998) 

Wulf et al.(2001), Dorsch, Swanson, and 

Kelley(1998)의 연구를 참고하여, 신뢰, 만

족, 몰입 등 다차원으로 측정하 다.

신뢰는 가맹본부의 말이나 약속이 믿을

만하고, 교환 계에서 의무를 다할 것이라

는 가맹 의 확신과 믿음으로 정의된다. 측

정항목은 Doney and Cannon(1997)의 연구

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을 수정, 용하여 

5개 항목으로 측정되었다(표 1 참조). 

만족은 가맹본부의 행 로부터 가맹 이 

느끼는 반 인 만족으로 정의 되며, 측정

항목으로 Gassenheimer, Baucus, and Baucus 

(1996), Oliver (1980), Spreng, Mackenzie 

and Olshavsky(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을 수정, 용하여 6개 항목으로 

측정되었다(표 1 참조). 

몰입은 가맹 이 가맹본부와 가치 있는 

계를 유지하려는 지속 인 바람의 정도로 

정의한다. 측정항목은 Morgan and Hunt(1994)

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을 수정, 용

하여  7개 항목으로 측정되었다(표 1 참조).

경 성과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가맹 의 

직 인 재무  성과를 경 성과로 정의하

지 않고, 재무  성과와 비재무  성과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정승환, 황미화 

2003). 본 연구에서는 경 성과를 가맹 이 

인지하는 재무  성과와 비재무  성과에 

한 만족도로 정의하 다. 측정항목은 재

무  성과는 Schoeffler, Buzzell and Heany 

(1974)와 이 (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을 수정, 용하여 7개 항목, 비

재무  성과는 Buzzell, Gale and Sultan 

(1975)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을 수

정, 용하여 8개 항목으로 측정하 다(표 

2 참조).

본 연구에 이용된 모든 측정항목들은 리

커트형 7  척도(1 ; 매우 그 지 않다 ~ 

7 ; 매우 그 다)로 측정되었다.

2. 표본의 선정과 자료의 수집

본 조사의 표본이 되는 가맹 은 공정거

래 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고, 

한국 랜차이즈 회  한국 랜차이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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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회에 등록된 서울, 경기지역의 랜

차이즈본부의 가맹 ( 포) 경 자를 상

으로 다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법을 사용

하여 면 원을 통한 직  면 법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여 설문서에 하여 사  교육을 받은 

학원생  학생들을 면 원으로 활용하

여, 가맹 의 경 주들에게 설문조사의 목

을 설명하고, 가  설문조사에 동의한 

가맹 의 경 자를 상으로 하 고, 업종 

특성상 경 자가 거의 나오지 않거나 

이 어려운 경우에는 리자를 상으로 하

다.

조사기간은 2009년 11월 0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0일 동안 실시되었고, 총 500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500부를 회수하

고, 이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단된 7부

를 제외하고 493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V. 실증 분석 

1. 표본의 일반  특성

본 연구에 이용된 응답자는 여성이 16.8%, 

남성이 83.2%로 남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이 19.1%, 30-35

세 미만이 11.4%, 35-40세 미만이 24.6%, 

40세-45세 미만이 16.1%, 45세-50세 미만

이 17.1%, 50세 이상이 11.8%로 나타났다. 

교육수 별로는 고졸 이하가 12.1%, 문

졸이 35.9%, 졸이 51%, 학원 이상이 

1% 이었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가맹본부와의 거래기

간은 1년 미만이 10.7%, 1-2년 미만이 

28.4%, 2-3년 미만이 24.7%, 3-4년 미만이 

13%, 4-5년 미만이 10.7%, 5년 이상이 

12.6%이다. 종업원 수는 가맹 주를 포함하

여 3명 이하가 29.6%, 4-5명이 38.8%, 6-7

명이 19.9%, 8명 이상이 11.8%로 나타났다. 

개 비용은 5천만원 미만이 3.4%, 5천만

원-1억원 미만이 21.8%, 1억원-2억원 미만

이 30.6%, 2억원-3억원 미만이 27.9%, 3억

원 이상이 16.3%로 나타났다. 한편 가맹

의 업태는 일반한식류가 10.4%, 육류 련한

식류가 16.1%, 요리주 류(호 포함)가 19.9%, 

분식류가 9.1%, 외국계음식류가 10.4%, 제

과․제빵류가 9.6%, 디 트류(음료․커피․

아이스크림)가 13.0%, 치킨류가 11.6%로 나

타났다. 

2. 단일차원성과 상 계분석

2.1 계품질에 한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신뢰, 만족, 몰입  재무  성과, 비재무

 성과의 연구단 에 한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

품질에 한 요인 재값은 .644-.830, 요인들의 

총 분산 설명력은 75.915%이며, Cronbach’s 

α는 0.7이상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의 합도 평가는 Kasier- Meyer- 

Olkin과 Bartlett’s Test of Sphericity를 통

해 검증되었다. 분석결과, 계품질에 한 

KMO 값이 .937이며, Bartlett’s Test of 

Sphericity는 2196.892(df=28), p<.000로 나

타나 요인분석에 이용된 표본들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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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항목
요인

재량

아이겐

값

분산

설명력
Cronbach's α

신

뢰

본부는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 -

2.172 27.145 0.837

우리는 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믿는다* -

가맹본부는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다. .776

가맹본부는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익도 

함께 고려한다.
.767

가맹본부는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가를 항상 생각

하고 있다*
-

만

족

반 으로, 가맹본부에 해 매우 만족한다* -

2.031 25.388 0.797

반 으로, 가맹본부는 매우 조 이다* -

가맹본부는 우리의 기 에 부응한다* -

재 가맹본부에 한 우리의 감정은 좋다 .809

재 가맹본부의 지원서비스에 하여 좋게 생각한다. .772

재 가맹본부와의 계약 결정에 하여 만족한다. .618

몰

입

우리는 가맹본부에 해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830

1.871 23.382 0.778

가맹본부와의 계는 우리 가맹  운 에 요하다. .667

우리는 가맹본부와의 계유지를 해 최선의 노력

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644

우리는 가맹본부와 우리 가맹 의 계약을 오랫동안 

유지하고자 한다*
-

우리는 가맹본부의 문제가 마치 우리 가맹 의 문

제인 것처럼 느껴진다*
-

우리는 가맹본부와 우리 가맹 이 우호 인 계라

고 생각한다*
-

우리는 가맹본부와 지속 으로 계를 유지할 것이다* -

총분산 설명력(%) 75.915　

KMO=.93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2,196.892   (df=28), p<.000

*요인분석과정에서 제거된 항목

<표 1> 계품질에 한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2.2 경 성과에 한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경 성과는 <표 2>에서와 같이 요인 재 

값은 .670-.866, 요인들의 총 분산 설명력은 

71.57%이며, Cronbach’s α는 0.7이상으로 나타

났다. 요인분석의 합도 평가는 Kasier-Meyer- 

Olkin과 Bartlett’s Test of Sphericity를 통해 

검증되었다. 마찬가지로 경 성과에 한 KMO 

값은 .893이며, Bartlett’s Test of Sphericity는 

1314.024 (df=15), p<.000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이용된 표본들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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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항목
요인

재량

아이겐

값

분산

설명력
Cronbach's α

재

무

성

과

본부와의 거래가 우리에게 경제  이익을 다* -

2.137 35.618 0.788

본부와의 거래로 우리의 매출이 증 된다* -

본부와의 거래를 통하여 우리의 투자수익률이 증 된다 .845

본부와의 거래는 우리의 흐름에 좋은 향을 미친다 .750

본부와의 거래를 통하여 우리의 수익성이 증 된다 .670

본부와의 거래가 우리의 원가 감에 기여를 한다* -

본사와의 거래는 불경기 때에도 다른 거래에 비해 우

리에게 안정 인 이익을 다*
-

비

재

무

성

과

본부와의 거래를 통하여 우리 포의 이미지가 향상된다 .866

2.157 35.952 0.799

.720본부와의 거래를 통하여 우리 상품의 품질이 향상된다

본부와의 거래가 우리 포의 신용도를 높인다 .698

본부와의 거래를 통하여 우리 포의 운 노하우를 

갖게 된다*
-

본부와의 거래를 통하여 우리 포의 경쟁력이 향상된다* -

본부와의 거래가 우리 포의 성장에 기여한다* -

본부와의 거래가 우리 포 직원의 고용유지에 기여한다* -

본부와의 거래가 우리 포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

　총분산 설명력(%)    71.57

KMO=.893, Bartlett's Test of Sphericity=1314.024   (df=15), p<.000

*요인분석과정에서 제거된 항목

<표 2> 경 성과에 한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2.3 상 계 분석

<표 3>에서와 같이 평균, 표 편차, 그

리고 상 계 값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각 연구 단 들 간의 상 계는 p = 0.01 

수 에서 유의 인 정(+)의 상 계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연구 단 들 

간의 계를 분석하는데 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연구단 들에 한 별타

당성 검증이 검증되었다. 별타당성은 모

든 ф계수의 신뢰구간(ф±2SE)에 1.0이 포

함되고 있지 않으므로(Anderson and Gerbing, 

1988), 별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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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 제품범주  가격 1.00

2. 물류지원 0.81** 1.00

3. 매 진  홍보지원 0.79** 0.82** 1.00

4. 정보제공  문제해결 0.81** 0.83** 0.87** 1.00

5. 슈퍼바이  지원 0.81** 0.81** 0.84** 0.86** 1.00

6. 재교육  훈련지원 0.80** 0.80** 0.84** 0.85** 0.87** 1.00

7. 신뢰 0.73** 0.77** 0.76** 0.76** 0.76** 0.77** 1.00

8. 만족 0.77** 0.79** 0.79** 0.81** 0.81** 0.78** 0.75** 1.00

9. 몰입 0.76** 0.77** 0.81** 0.80** 0.79** 0.78** 0.72** 0.75** 1.00

10. 재무  성과 0.77** 0.76** 0.79** 0.79** 0.80** 0.79** 0.72** 0.77** 0.78** 1.00

11. 비재무  성과 0.75** 0.76** 0.78** 0.79** 0.79** 0.76** 0.70** 0.78** 0.74** 0.74** 1.00

평균 4.69 4.77 4.63 4.68 4.70 4.70 4.63 4.74 4.52 4.62 4.60 

표 편차 0.94 0.99 0.95 0.95 0.96 0.98 1.03 1.04 0.96 1.00 0.96 

** 상 계수는 p< .01에서 유의함(양측 검정)

<표 3> 각 연구단 들 간의 평균, 표 편차와 상 계

3. 연구 가설 검정

3.1 연구모형의 분석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검정하

기 하여 Amos를 이용한 경로분석이 실

시되었다. 경로분석은 외생변수들이 형성척

도로서 단순평균 한 값이 사용되었으므로 

내생변수들도 단순평균 한 값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합도는 <그림 2>에서

와 같이 χ²=76.162, df=11, p=.000, GFI=.975, 

AGFI=.847, RMR=.021, RMSEA=.110, 

NFI=.989, CFI=.990, TLI=.952로 나타났다. 

한편, 내생변수가 외생변수에 의해서 설명

되는 설명력은 신뢰가 .676(67.6%), 만족은 

.739(73.9%), 몰입은 .727 (72.7%), 재무  

성과 .699(69.9%), 그리고 비재무  성과 

.591(5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이용된 연구 단 들 간의 

계에 한 가설을 검증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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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조모형 분석 결과

가설 경로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값 P 검증결과

H1 H1-1 제품범주 → 신뢰 .087 .079 1.548 .122 기각

H1-2 물류지원 → 신뢰 .298 .285 5.336** .000 채택

H1-3 매 진 → 신뢰 .164 .150 2.559
**

.010 채택

H1-4 정보제공 → 신뢰 .041 .038 0.580 .562 기각

H1-5 슈퍼바이  → 신뢰 .140 .130 2.048* .041 채택

H1-6 재교육훈련 → 신뢰 .215 .204 3.450
**

.000 채택

H2 H2-1 제품범주 → 만족 .136 .123 3.157** .002 채택

H2-2 물류지원 → 만족 .142 .135 3.252** .001 채택

H2-3 매 진 → 만족 .152 .138 3.093
**

.002 채택

H2-4 정보제공 → 만족 .208 .191 3.856** .000 채택

H2-5 슈퍼바이  → 만족 .198 .184 3.791
**

.000 채택

H2-6 재교육훈련 → 만족 .025 .023 0.516 .606 기각

*p< .05, ** p< .01, 경로계수(t-값),

χ²=17.677, df=10, p= .061, GFI=.991, AGFI=.904, RMR=.011, RMSEA=.054, NFI=.996, CFI=.998, TLI=.984

<표 4> 연구단  간의 가설 검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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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H3-1 제품범주 → 몰입 .099 .097 2.036
*

.042 채택

H3-2 물류지원 → 몰입 .070 .071 1.404 .160 기각

H3-3 매 진 → 몰입 .258 .254 4.648** .000 채택

H3-4 정보제공 → 몰입 .150 .148 2.454
*

.014 채택

H3-5 슈퍼바이  → 몰입 .073 .073 1.234 .217 기각

H3-6 재교육훈련 → 몰입 .109 .111 2.013* .044 채택

 H4 신뢰 → 만족 .145 .144 3.586
**

.000 채택

 H5 신뢰 → 몰입 .073 .078 1.877 .060 기각

 H6 만족 → 몰입 .092 .099 2.152* .031 채택

 H7 신뢰 → 재무 성과 .184 .191 4.790
**

.000 채택

 H8 신뢰 → 비재무 성과 -.056 -.060 -1.046 .296 기각

 H9 만족 → 재무 성과 .325 .339 8.082** .000 채택

 H10 만족 → 비재무 성과 .844 .915 11.137
**

.000 채택

 H11 몰입 → 재무 성과 .398 .385 9.514** .000 채택

 H12 몰입 → 비재무 성과 .114 .115 2.501* .012 채택

* p<.05, ** p<.01

χ²=76.162, df=11, p=.000, GFI=.975, AGFI=.847, RMR=.021, RMSEA=.110, NFI=.989, CFI=.990, TLI=.952

3.2 사후 지원서비스 요인과 계품질 

간의 계

H1, H2, 그리고 H3은 사후지원서비스 요

인과 계품질 요인인 신뢰, 만족, 몰입간의 

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제품범주  가격

은 만족(H2-1: 경로계수=0.123, t-값=3.157)

과 몰입(H3-1: 경로계수=0.097, t-값=2.036)

에는 유의한 향을 미쳤으나, 신뢰(H1-1: 

경로계수=0.079, t-값=1.548)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물류지원은 신뢰

(H1-2: 경로계수=0.285, t-값=5.336)와 만족

(H2-2: 경로계수=0.135, t-값=3.252)에는 유

의한 향을 미쳤으나, 몰입(H3-2: 경로계

수=0.071, t-값=1.404)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매 진  홍보지원은 

신뢰(H1-3: 경로계수=0.150, t-값=2.559), 만

족(H2-3: 경로계수=0.138, t-값=3.093), 몰입

(H3-3: 경로계수=0.254, t-값=4.648)에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보제공  문제해결능력은 만족(H2-4: 경

로계수=0.191, t-값=3.856)과 몰입(H3-4: 경

로계수=0.148, t-값=2.454)에는 유의한 향

을 미쳤으나, 신뢰(H1-4: 경로계수=0.038, 

t-값=0.580)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

했다. 슈퍼바이  지원은 신뢰(H1-5: 경로

계수=0.130, t-값=2.048)와 만족(H2-5: 경로

계수=0.184, t-값=3.791)에는 유의한 향을 

미쳤으나, 몰입(H3-5: 경로계수=0.073, t-값

=1.234)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재교육  훈련지원은 신뢰(H1-6: 경로계

수=0.204, t-값=3.450)와 몰입(H3-6: 경로계

수=0.111, t-값=2.013)에는 유의한 향을 

미쳤으나, 만족(H2-6: 경로계수=0.023, t-값

=0.516)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1-1, H1-4, 

H2-6, H3-2, 그리고 H3-5를 제외한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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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품질간의 계: 신뢰, 만족, 몰입

H4, H5, 그리고 H6은 계품질 요인인 

신뢰, 만족, 몰입간의 계를 설명하는 것이

다. 신뢰는 만족(H4: 경로계수=0.144, t-값

=3.586)에는 유의한 향을 미쳤으나, 몰입

(H5: 경로계수=0.078, t-값=1.877)에는 유의

한 향을 미치지 못했고, 만족은 몰입(H6: 

경로계수=0.099, t-값=2.152)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5를 

제외한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3.4 계품질과 경 성과간의 계

H7∼H12는 계품질 요인인 신뢰, 만족, 

몰입과 가맹 의 경 성과 요인인 재무  

성과와 비재무  성과의 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신뢰는 재무  성과(H7: 경로계수

=0.191, t-값=4.790)에는 유의한 향을 미쳤

으나, 비재무  성과(H8: 경로계수=-0.060, 

t-값=-1.046)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

했다. 만족은 재무  성과(H9: 경로계수

=0.339, t-값=8.082)와 비재무  성과(H10: 

경로계수=0.915, t-값=11.137)에 모두 유의한 

향을 미쳤고, 몰입도 재무  성과(H11: 

경로계수=0.385, t-값=9.514), 비재무  성과

(H12: 경로계수=0.115, t-값=2.501)에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Ⅵ.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시사

본 연구는 국내 외식 랜차이즈 가맹본

부의 사후 지원서비스 요인의 각 차원들이 

계품질에 미치는 향과 계품질 간의 

상호 계  경 성과(재무  성과, 비재

무  성과)에 미치는 매개역할을 살펴보고

자 하 다. 실증분석 결과, 제안모형은 만족

스러운 모형 합도를 보여주었으며, 본 연

구에서 제시한 27개의 가설  20개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의 요약과 시사 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후지원서비스 요인  제품범주 

 가격 요인과 정보제공  문제해결능력 

요인은 가맹 의 만족과 몰입에만 정 인 

향을 미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맹본부가 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제품유지  회 율이 빠른 제품의 제공, 

성공 인 신제품의 제공, 경쟁제품과 차별

화 될 수 있는 독특한 제품의 개발 등과 같

은 지원은 시장 내에서 경쟁  우 를 확보

하도록 함으로써 가맹 의 만족과 몰입을 

증가시켜 환 장벽을 높이는데 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맹본

부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

맹 의 문제를 해결 할 때, 즉각  는 명

시 인 보상을 바라지 않는 희생을 기꺼이 

할 때, 가맹 의 만족과 몰입은 높아진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 과의 상호 동

인 커뮤니 이션의 구축을 통하여 가맹 과

의 업무 계를 좋게 유지하면서 신뢰 계

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물류지원과 슈퍼바이  지원 요인

은 신뢰와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맹 과 

고객 에서 직 으로 하는 슈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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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 가맹 과의 신뢰와 계만족에 향

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 과 하

는 슈퍼바이 가 문성과 거력을 가지도

록 하는 훈련 로그램을 운 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통하여 가맹본부는 슈퍼바이 가 

제품에 한 지식을 높이고, 고객지향 인 

사고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한 가맹본부

의 생 이고, 불량품의 신속한 반품처리 

등과 같은 물류시스템의 안정 인 리  

운 을 통하여 가맹 의 신뢰 수 을 향상

시키고, 만족을 높이므로 가맹본부는 체계

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재교육  훈련지원 요인이 가맹

의 신뢰와 몰입에만 정 인 향을 미친

다는 것은 가맹본부가 가맹 의 만족과 경

성과를 높이기 하여 문성이 있는 

문가를 통하여 운 반에 한 표 화된 

매뉴얼을 제공하고, 가맹 주  종업원들

이 조리  운  매뉴얼을 정확히 습득할 

수 있는 체계 이고, 지속 인 교육 훈련

로그램을 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넷째, 매 진 요인이 신뢰, 만족, 몰입 

모두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매 진 활동 계획, 

랜드 이미지 리를 한 고․홍보 활

동, 매 진 아이디어 등이 가맹  신뢰, 

만족, 그리고 몰입의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맹본부의 진 활동은 가맹

의 매 수 에 직 으로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가맹본부가 매를 진하기 

한 활동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가가 매

우 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맹

의 매를 진하기 한 계획을 연별, 

반기별, 분기별, 월별로 수립하고 이를 체계

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계품질요인들 간의 계는 신

뢰가 만족에는 정 인 향을 미치지만 

몰입에는 직 으로 향을 미치지 못하

고, 만족을 통해서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경 성과와의 계에서 신뢰는 

재무  성과에만 정 인 향을 미치고, 

만족과 몰입은 재무  성과와 비재무  성

과 모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계품질 요인을 신뢰, 

만족, 그리고 몰입으로 보았는데, 이들의 

계를 보면 신뢰가 만족의 선행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맹 이 가맹본부에 만

족하기 해서는 신뢰 계 형성이 선행되

어야 하며, 가맹본부와의 만족한 계가 유

지될 때 가맹 은 가맹본부와의 계에 몰

입하게 되므로 경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 의 신뢰에 향을 

미치는 사후 지원서비스를 략 으로 리

함으로써 가맹 에게 믿음을 주고, 력을 

유발하여 갈등을 감소시킴으로 가맹본부에 

한 만족과 몰입의 수 을 높이도록 해야

만 한다.

 

본 연구의 시사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먼 , 본 연구는 가맹 과 가맹본부 간

의 계에서 구성되는 계품질을 Wulf, 

Gaby and Dawn (2001); Dorsch, Swanson, 

and Kelley(1998)의 연구에 따라 신뢰, 만족, 

몰입으로 구분하고, 경 성과를 재무  성과

와 비재무  성과(정승환 2001; Schoeffler 

et al. 1974; Buzzell and Sultan 1975)로 구

분하여 이를 국내 외식 랜차이즈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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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계품질과 경 성과에 한 보다 

구체 인 이해를 도모하 다는 이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에서 가맹본부의 지

원요인이 마  믹스 요인, 거래특유자산, 

물류 외  내  지원요인 등의 측면에서 연

구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맹 의 계

품질에 향을 미치는 지원요인을 Stern 

and El- Ansary(1992), 김종훈(2007)의 연

구에 따라 사후지원서비스 요인으로 구분하

고 구체 으로 척도화하고 측정하 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가맹본부의 사후 지원서비스 

요인  어떠한 요인들이 계품질 요인  

신뢰, 만족, 몰입, 그리고 경 성과에 미치

는 향의 차이를 국내 외식 랜차이즈 산

업을 상으로 연구하 다는 에서 향후 

국내 외식 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가맹

과의 계를 어떻게 구축하여야 하는가에 

한 지침을 제공하 다는 측면에서 본 연

구의 리  시사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맹본부들이 제

한된 자원을 가지고 가맹 의 신뢰 향상과 

장기 인 만족을 높이기 해서 자원 할당

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 은 앞의 이

익보다는 장기 인 비 에 비 을 두고, 가

맹본부는 기본에 충실하고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효율 인 지원 방안을 실행

하고, 가맹 은 상호 공존공생(共存共生- 

symbiotic relationship)할 수 있는 트 십

을 발휘하여 가맹본부와 가맹  간 공동사

업자 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상호 계

만족이라는 계정립으로 높은 이익 창출과 

장기  동반자 계를 유지, 발  시켜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술한 이론   리  시

사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한계 이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외식 랜차이즈 가맹본

부만을 상으로 연구하 다는 에서 연구

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는 외식업종 이외에 편의  등과 같

은 유통업종, 서비스업종 등 다른 산업에서

도 연구를 실시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용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후 지원서비

스요인 이외에 계품질과 경 성과를 결정

짓는 다른 요인들이 존재할 수 도 있을 것

이다.

셋째, 향후 연구에서는 사후 지원서비스 

요인들에 한 기  는 요도와 계품

질, 경 성과를 사 에 는 동시에 측정하

여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갭 분석의 결과는 가맹본부의 마

략 수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계품질이 경 성과 외에도 장기

지향성이나 충성도, 재계약의도 등 계결

과 변수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한 계기간의 조 효과에 따라서

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단 들을 포함

한 보다 포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른 연구들도 부분 그

지만 본 연구는 가맹 의 입장에서 근하

고, 자료 분석도 가맹 의 응답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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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본부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았다

는 것이  다른 연구의 한계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랜차이즈 본부의 입장에

서 근하는 연구 내지는 본부와 가맹  양

자를 동시에 연구하는 노력도 랜차이즈 

연구의 발 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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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Franchisor’s On-going Support 

Services on Franchisee's Relationship Quality 

and Business Performance in the Foodservice Industry
1)2)3) 

Lee, Jae-Han***

Lee, Yong-Ki***

Han, Kyu-Chul***

Abstract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overall model which involves the effect of 

ongoing support services by franchisor on franchisee's relationship quality(trust, 

satisfaction, and commitment) and business performance(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trust, satisfaction, commitment,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This study also suggests franchise business or franchise system should be based on 

long-term orientation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rather than short-term 

orientation, or transactional relationship, and proposes the most effective way of 

providing on-going support services by franchisor with franchisee thru symbiotic 

relationship among franchisor and franchisee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The research model as Figure 1 shows the variables on-going support services which 

affect the relationship quality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such as trust, 

*** Doctoral Student, Dept. of Business Admin., Sejong University(moobongli@hanmail.net)

***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 Sejong University(yongki2@sej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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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ion, and commitment, and also analyze the effects of relationship quality on 

business performance including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Figure 1> Research Model

We established 12 hypotheses to test as follows;

Relationship between on-going support services and trust

H1: On-going support services factors (product category & price, logistics service, 

promotion, information providing & problem solving capability, supervisor's support, 

and education & training support) have positive effect on franchisee's trust.

Relationship between on-going support services and satisfaction

H2: On-going support services factors (product category & price, logistics service, 

promotion, information providing & problem solving capability, supervisor's support, 

and education & training support) have positive effect on franchisee's satisfaction.

Relationship between on-going support services and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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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On-going support services factors (product category & price, logistics service, 

promotion, information providing & problem solving capability, supervisor's support, 

and education & training support) have positive effect on franchisee's commitment.

Relationship among relationship quality: trust, satisfaction, and commitment

H4: Franchisee's trust has positive effect on franchisee's satisfaction.

H5: Franchisee's trust has positive effect on franchisee's commitment.

H6: Franchisee's satisfaction has positive effect on franchisee's commitment.

Relationship between relationship quality and business performance

H7: Franchisee's trust has positive effect on franchisee's financial performance.

H8: Franchisee's trust has positive effect on franchisee's non-financial performance.

H9: Franchisee's satisfaction has positive effect on franchisee's financial performance.

H10: Franchisee's satisfaction has positive effect on franchisee's non-financial performance.

H11: Franchisee's commitment has positive effect on franchisee's financial performance.

H12: Franchisee's commitment has positive effect on franchisee's non-financial performance. 

Method

The on-going support services were defined as an organized system of continuous supporting 

services by franchisor for the purpose of satisfying the expectation of franchisee based 

on long-term orientation and classified into six constructs such as product category & 

price, logistics service, promotion, providing information & problem solving capability, 

supervisor's support, and education & training support. The six constructs were measured 

agreement using a 7-point Likert-type scale (1 = strongly disagree to 7 = strongly agree)as follows.

The product category & price was measured by four items: menu variety, price of 

food material provided by franchisor, and support for developing new menu.

The logistics service was measured by six items: distribution system of franchisor, 

return policy for provided food materials, timeliness, inventory control level of franchisor, 

accuracy of order, and flexibility of emergency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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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motion was measured by five items: differentiated promotion activities, brand 

image of franchisor, promotion effect such as customer increase, long-term plan of 

promotion, and micro-marketing concept in promotion.

The providing information & problem solving capability was measured by information 

providing of new products, information of competitors, information of cost reduction, and 

efforts for solving problems in franchisee's operations.

The supervisor's support was measured by supervisor operations, frequency of visiting 

franchisee, support by data analysis, processing the suggestions by franchisee, diagnosis 

and solutions for the franchisee's operations, and support for increasing sales in franchisee.

Finally, the of education & training support was measured by recipe training by 

specialist, service training for store people, systemized training program, and tax & 

human resources support services.

Analysis and resul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mos. Figure 2 and Table 1 present the result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Figure 2>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p< .05, ** p< .01, 경로계수(t-값),

χ²=17.677, df=10, p= .061, GFI=.991, AGFI=.904, RMR=.011, RMSEA=.054, NFI=.996, CFI=.998, TLI=.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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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es Path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t-value P Result

H1 H1-1 product category → trust .087 .079 1.548 .122 Rejected

H1-2 logistics service → trust .298 .285 5.336** .000 Supported

H1-3 promotion → trust .164 .150 2.559** .010 Supported

H1-4 information providing → trust .041 .038 0.580 .562 Rejected

H1-5 supervisor's → trust .140 .130 2.048* .041 Supported

H1-6 education & training → trust .215 .204 3.450** .000 Supported

H2 H2-1 product category → satisfaction .136 .123 3.157** .002 Supported

H2-2 logistics service → satisfaction .142 .135 3.252** .001 Supported

H2-3 promotion → satisfaction .152 .138 3.093** .002 Supported

H2-4 information providing → satisfaction .208 .191 3.856** .000 Supported

H2-5 supervisor's → satisfaction .198 .184 3.791** .000 Supported

H2-6 education & training → satisfaction .025 .023 0.516 .606 Rejected

H3 H3-1 product category → commitment .099 .097 2.036* .042 Supported

H3-2 logistics service → commitment .070 .071 1.404 .160 Rejected

H3-3 promotion → commitment .258 .254 4.648** .000 Supported

H3-4 information providing → commitment .150 .148 2.454* .014 Supported

H3-5 supervisor's → commitment .073 .073 1.234 .217 Rejected

H3-6 education & training → commitment .109 .111 2.013* .044 Supported

 H4 trust → satisfaction .145 .144 3.586** .000 Supported

 H5 trust → commitment .073 .078 1.877 .060 Rejected

 H6 satisfaction → commitment .092 .099 2.152* .031 Supported

 H7 trust → financial performance .184 .191 4.790** .000 Supported

 H8 trust → non- financial performance -.056 -.060 -1.046 .296 Rejected

 H9 satisfaction → financial performance .325 .339 8.082** .000 Supported

 H10 satisfaction → non- financial performance .844 .915 11.137** .000 Supported

 H11 commitment → financial performance .398 .385 9.514** .000 Supported

 H12 commitment → non- financial performance .114 .115 2.501* .012 Supported

<Table 1> Standardized Parameter Estimates

*p< .05, ** p< .01, 경로계수(t-값),

χ²=17.677, df=10, p= .061, GFI=.991, AGFI=.904, RMR=.011, RMSEA=.054, NFI=.996, CFI=.998, TLI=.984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the factors of product category, information providing and problem solving 

capacity influence only franchisee's satisfaction and commitment. Secondly, logistic 

services and supervising factors influence only trust and satisfaction. Thirdly,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factors influence only franchisee's trust and commitment. 

Fourthly, sales promotion factor influences all the relationship quality representing trust, 

satisfaction, and commitment. Fifthly, regarding relationship among relationship quality, 

trust positively influences satisfaction, however, does not directly influence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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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satisfaction positively affects commitment. Therefore, satisfaction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trust and commitment. Sixthly, trust positively influence only financial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fluence positively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Key words: foodservice franchise, support services, relationship quality, business performance, 

satisfaction, trust, commitment


